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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금지의 위헌성 판단*

- 명확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
1)

李 奉 儀**⋅全 鍾 杙***

요 약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해행 ” 지 규정은 공

정 의 행정제재 외에 형벌부과규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를 용받으므로 표 의 

자유 다음으로 엄격한 명확성의 요구를 받는다. 다만 그 용 상이 복잡다양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세 한 규정으로는 입법목 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수범자 역시 시장지배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이 일반인에 비

해 상 으로 남용행 에 하여 사 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을 고려할 때 

명확성의 기 이 완화될 여지가 있다. 

  독 규제법상 시장지배  지 남용행 는 크게 착취남용과 방해·배제남용으로 

별된다. 착취남용은 시장지배  사업자가 자신의 지배  지 를 이용하여 소비

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부과하는 행 이다. 그런데 독 규

제법은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매우 제한 인 범 에서 가격과 직⋅간

으로 련된 착취남용을 규제하고 있고, 그밖에 거래조건, 신의 감소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착취남용은 동 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 해행 ’라는 

지요건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이익’이란 소비자의 경제 , 비경제  

이익을 포 하는 넓은 의미이며,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라는 궁극

 목 과는 달리 제1호  제2호를 보완하여 착취남용을 지하는 별도의 구성요

건으로 보아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독 지법은 우리나라의 독 규제법 보다 훨씬 범 한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며, 독 규제법 행 요건상의 불특정개념은 시장행 의 역동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복잡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행 를 효과 으로 규

제하기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 그리고 제1호  제2호와의 계  제23조 

제1항 각호의 불공정거래행   소비자이익을 직  침해하는 행 를 통해서 그 

유형  세부요건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에서 ‘소비자이익 해행 ’ 지규정은 

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 의 실무 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주제어: 소비자이익, 명확성, 착취남용, 시장지배  지 남용, 독 규제법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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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주)씨제이 이블넷(이하 “CJ”라 한다.)은 2007 23547 시정명령취소청구 사건

에서 소송 계속  시정명령처분의 근거가 된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

률”(이하 “독 규제법” 는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하

여 헌법률심 제청신청을 하 다. 

신청인은 제청신청서에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으로는 무엇이 지되

고, 무엇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하여 수범자인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문가인 

학자들조차도 견할 수 없는 규정으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인 명

확성의 원칙에 반되는 헌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하 다. 이에 하여 서울고

법은 2008. 8. 2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으나,1) 향후 동 조항이 달리 

개정되지 않는 한 헌시비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에서 여 히 논의의 실

익이 크다. 

이 에서는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과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해 우선 헌법상 명확성원칙

의 의의와 심사방식  기  그리고 구체 인 단에서의 고려요소들을 헌법재

소의 례를 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동 조항에 반하여 남용행 를 하

는 경우 독 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는 2억원 

이하의 벌 에 처해진다는 에서 주로 죄형법정주의와 련된 례들을 검토하

기로 한다.

이어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한 독 규제법상 체계  해석론을 

통하여 소비자이익 해행 라는 요건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

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하여 동 조항의 입법목 , 독 규제법상의 련 

다른 규정들과의 논리 ⋅체계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나아가 

공정거래 원회(이하 “공정 ”라 한다)의 심결례를 통하여 그와 같은 해석이 실

제 법집행에서도 일 성 있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1) 반면, 서울고법은 본안판결에서 CJ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서울고법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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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명확성의 원칙

1. 명확성원칙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됨으로써만 용 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

게 객  단지침을 주어 차별 이거나 자의 인 법해석을 방할 수 있다. 따

라서 법률은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  안정성을 확보하기 하여 되도록 명

확한 용어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이라 한다.2) 특히 형

벌과 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서 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구나 법률이 처벌

하고자 하는 행 가 무엇이며 그에 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견할 수 있

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지을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할 것 즉, 지

된 행 가 무엇이고 허용되는 행 가 무엇이며 지에 한 반의 효과가 어떤 

것인지를 구나 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 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

률에 구성요건과 형벌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3)

이러한 법률의 명확성은 범성 는 포 성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법률규정의 

내용과 범 가 포 이고 범 하다는 것이 그 의미 자체의 불명확성을 뜻하

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과 범 가 비록 포 이고 범 하더라도 법령의 명시

인 규정을 통하여 그 범 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 있다면 불명확하다

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4) 

한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 자체를 기 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사실 계가 당해 규정의 일정 개념 범 에 포함되는지 여부의 문제, 즉 

2)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제4권, 255.
3)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

바1, 판례집 제17권 1집, 70;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제17권 1집, 
812;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바53, 판례집 제18권 2집, 516.

4)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 다만 과도한 광범성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률용어로 인하여 잠재적인 명확성의 결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양자가 구분되기는 하나 실제 사례에서 엄격하게 구분하기
는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제2권, 49 참조.



李 奉 ⋅全 鍾 杙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3호 : 241∼280244

순수한의 법률의 해석, 용에 한 문제와도 구별된다.5)

(2) 기능과 한계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은 무엇보다 법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기본권 제한입법과 련하여 무엇이 지되는 행 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 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은 확보

될 수 없다.6) 형벌규정의 경우에도 법률 규정의 명확성은 개개 국민에게 형벌의 

견가능성을 부여하고 규범의 내면화를 꾀하여 책임비난의 기 를 제공한다.7)

한 법률의 명확성은 국민에 한 고지와 함께 법집행자에 한 객 인 법

용의 기 제시와 하게 련된다. 법률규정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 이어서 

불명확하다는 것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용의 기 이 불명확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당해 법률이 행정부에 한 수권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면 수권의 목

, 내용  범 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 인 법 용을 배제할 

수 있는 객 인 기 을 제시해야 하며 이로써 국민은 행정청의 행 를 어느 

정도 견할 수 있게 된다.8) 한 형벌법규의 경우 규정의 내용이 불명확하면 

범죄의 성립여부가 법 의 자의 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

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 될 수 없게 된다.9) 따라서 

모든 법률이 법치국가  법  안정성의 에서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 용의 

기 으로서 명확해야 함을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은10) 법집행자의 차별 이거

나 자의 인 법해석과 집행을 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11) 

그러나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이 일체의 가치 단을 배제하고 객  사실의 

단순한 존부에 따라 법률이 거의 기계 으로 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5) 헌법재판소 1992. 6. 26. 90헌마73, 판례집 제4권, 429 ; 헌법재판소 1992. 12. 24. 90
헌마98, 판례집 제4권, 908, 912; 헌법재판소 2003. 2. 27, 2002헌바4, 판례집 제15권 
1집, 205 참조.

6)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7)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3헌바108, 판례집 제17권 2집, 409.
8) 헌법재판소 2004. 7. 15, 2003헌바35, 판례집 제16권 2집 상, 77.
9) 헌법재판소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제8권 2집, 785; 헌법재판소 2000. 2. 24, 

99헌가4, 판례집 제12권 1집, 98.
10) 헌법재판소 2004. 7. 15, 2002헌바4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43.
11)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제4권, 255; 헌법재판소 2001. 6. 28, 99

헌바34, 판례집 제13권 1집,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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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으로 법률은 그 규율 상이 복잡 다양

하며 변화가 많은 반면 그 문장은 되도록 간결하게 표 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따르기 때문에 법률의 구성요건은 필연 으로 일반 ⋅포 으로 규정될 수밖

에 없다.12) 따라서 비록 처벌법규라 하더라도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

이 그 법률을 용하는 단계에서 가치 단을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  개

념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성요건이 다소 범 하여 

어떤 범 에서는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 다고 하

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13) 즉 그 용단계에서 다의 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는 이상 보충  

해석이 필요하다는 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는

다.14)

2. 헌법상의 근거

헌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내재하고 있는 것

으로 일반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헌법재 소는 기 례부터 일 되게 명

확성 원칙의 근거로서 법치주의를 들고 있다.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 인 명확성

의 원칙은 일반 으로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의 으로 

해석⋅ 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비단 형벌규정이나 조세부과 규정  기본

권 제한 규정 뿐 아니라 수익  성격의 규정이라 하여도 명확성은 요구된다.15)

다음으로 명확성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으로부터도 

도출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16) 기본 으로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기본권제한입

12) 헌법재판소 1990. 1. 15. 89헌가103, 판례집 제2권, 4;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
27등, 판례집 제4권, 255;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4, 판례집 제6권 2집, 15; 헌
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5, 판례집 제11권 2집, 703; 헌법재판소 2000. 4. 27, 98
헌바95, 판례집 제12권 1집, 508.

13) 헌법재판소 1996. 8. 29, 94헌바15, 판례집 제8권 2집, 74.
14)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1헌가6, 판례집 제13권 2집, 804.
15)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2004. 7. 15, 2002

헌바4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43;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5헌가1, 판례집 제17
권 1집, 796.

16)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4, 판례집 제13권 1집, 1255; 헌법재판소 2006.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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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하여 요구된다.17)

우리 헌법은 기본권제한입법 에서도 특히 형벌과 조세에 하여 특별한 규

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죄형법

정주의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의 내용을 국민의 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성

문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자의 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

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이다. 이로부터 생되는 명확성

의 원칙은 법률에 형벌의 구성요건과 법  결과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법 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어

떠한 행 가 지되어 있고 그 행 에 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질지를 측

할 수 있도록 하여 규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있게 된다.18)

한 헌법 제38조,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

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 이고 

불명확하면 과세 청의 자의 인 해석과 집행을 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

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 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결국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

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의 법  안정성과 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것이

다.19)

그밖에 헌법재 소 례는 외 으로 권력분립  평등의 원칙을 명확성과 

련하여 논의하기도 한다.20) 그러나 이들 설시는 명확성의 원리에 반되는 법

2005헌바78, 공보 제114호, 532.
17)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헌법재판소 1999. 9. 16, 

97헌바73, 판례집 제11권 2집, 285; 헌법재판소 2000. 2. 24, 98헌바37, 판례집 제12권 
1집, 169;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1헌마700, 판례집 제15권 2집 하, 137; 헌법재
판소 2003. 12. 18, 2001헌바91, 판례집 제15권 2집 하, 406.

18) 헌법재판소 1990. 1. 15. 89헌가103, 판례집 제2권, 4; 헌법재판소 1994. 7. 29, 93헌가
4, 판례집 제6권 2집, 15; 헌법재판소 1995. 5. 25, 93헌바23, 판례집 제7권 1집, 638; 
헌법재판소 1998. 3. 26, 97헌마194, 판례집 제10권 1집, 302;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4헌바35,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81;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2헌바83, 판
례집 제17권 1집, 812; 헌법재판소 2007. 3. 29, 2006헌바69, 판례집 제19권 1집, 258.

19) 헌법재판소 1995. 7. 21, 92헌바40, 판례집 제7권 2집, 34.
20)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입법권을 법관에게 위

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헌법재
판소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제4권, 255)”, “법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의
성을 주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법의 집행을 받는 자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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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의한 법집행이 결과 으로 그에 반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들을 직

으로 명확성 원칙의 근거로 본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한 포 임 지의 원칙에도 명확성의 원칙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거나21) 범

죄와 형벌에 한 사항에 한 임입법의 한계와 련된 요구는 죄형법정주의

의 명확성의 원칙의 요구와 경합된다는 취지의 시도 존재한다.22) 양자는 구체

인 단에서 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반여부가 결정된다는 에

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포 임의 문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한배분과 

련된 것이고,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 으로 정부와 국민의 계에서 공권력작용

의 형식에 한 문제라는 에서 양자는 헌법  기반에 있어 근본 으로 구별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명확성의 정도

(1) 일반인 기 과 법 문가 기  

헌법재 소는 명확성이 문제되는 많은 례에서 심 상인 법률이 명확한지 

여부는 원칙 으로 일반인을 기 으로 단하여야 한다고 명시 으로 밝히고 있

다.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법률규정이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23) ‘보통의 

지성을 갖춘 사람이 보통의 이해력과 행에 따라’, ‘보통의 상식을 갖춘 사람’,24) 

‘통상의 단능력을 가진 사람’,25) ‘건 한 일반상식을 가진 수범자’26) 등을 기

으로 ‘그 용 상자가 구이며 구체 으로 어떠한 행 가 지되고 있는지 충

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27)는 것이다. 특히 최근 례는 일 되게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 으로 명확성의 원칙 수여

부를 단하는 것으로 시하고 있다.28) 이는 명확성 원칙에 있어 국민에 한 

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제
2권, 49).”

21)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제14권 1집, 616.
22) 헌법재판소 1997. 9. 25, 96헌가16, 판례집 제9권 2집, 312.
23)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1헌가6, 판례집 제13권 2집, 804.
24)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제4권, 255.
25)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가8, 판례집 제15권 1집, 351.
26)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1, 판례집 제17권 1집, 70.
27) 헌법재판소 1996. 12. 26, 93헌바65, 판례집 제8권 2집, 785; 헌법재판소 1998. 5. 28, 

97헌바68, 판례집 제10권 1집,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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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고지 기능을 가장 핵심 인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명확성 원칙여부를 

단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 한 문 인 사  지식과 훈련이 없이 보통의 상식을 가진 일

반인이 법률규정의 정확한 의미를 악해 내기는 쉽지 않다.29) 따라서 례가 원

칙 으로 일반인 기 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법 문가에 의한 규정의 해석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심 상의 명확성이 단될 수 있음 역시 밝히고 있는 

에 주목해야 한다. 헌법재 소는 기 례에서 ‘법 의 보충 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규정하 다고 하더라도 그 용단계에서 다의 으로 해석

될 우려가 없는 이상 그 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된다고

는 보기 어렵다’30)고 하 고 이후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 으로 최 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 의 보충 인 가치 단을 통

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 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31)

고 밝히고 있다. 일반 으로 법률이란 법 의 법 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

여 비로소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되는 측면이 존재하므로,32) 법률이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률해석을 통하여 행정청과 법원의 자의 인 용을 

배제하는 객 인 기 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33)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8) 헌법재판소 2006. 4. 27, 2005헌바36, 판례집 제18권 1집 상, 520; 헌법재판소 2006. 
5. 25, 2005헌바4, 판례집 제18권 1집 하, 70;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
례집 제18권 2집, 68;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바53, 판례집 제18권 2집, 516; 
헌법재판소 2007. 3. 29, 2006헌바69, 판례집 제19권 1집, 258.

29)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규정(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제13권 1집, 
1233),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에 대한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 
규정(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1, 판례집 제17권 1집, 70), 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판례집 제17권 1집, 340), 형
법상의 공무원의 직권남용죄 규정(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 형법상의 부당이득죄 규정(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바19, 판례집 제18
권 2집, 125) 등 합헌 결정이 선고된 많은 경우 아무런 법률 지식 없는 일반인이 이
해하고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면 대부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되었을 것이다.

30)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31)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9, 판례집 제11권 2집, 112.
32)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제16권 1집, 87.
33) 헌법재판소 2004. 7. 15, 2003헌바35, 판례집 제16권 2집 상,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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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헌법재 소는 당해 법률조항의 입법목 , 당해 법률의 체계  다른 규

정들과의 상호 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례에 의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용에 한 신뢰성 있는 원칙을 도출하고 법률조항의 취지

를 측할 수 있다면 그 범  내에서 명확성의 원칙은 유지된다고 하여34) 사실

상 법 문가를 기 으로 단하고 있다. 형벌규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의 다

른 규정들을 원용하거나 다른 규정과의 상호 계를 고려하거나 이미 확립된 

례를 근거로 하는 등 정당한 해석방법을 통하여 그 규정의 해석  용에 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35)

문제는 법치주의 원칙, 특히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의 용 상인 일반 

국민에 한 공정한 고지라는 요구와 법 문가에 의한 해석불가피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헌법재 소의 례  이러한 문제를 수범자에게 ‘평

균 인 법정신’을 요구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있어 주목된다.

  “ 법정신을 가진 평균인은 애매한 법문을 자신이 해석할 수 없을 때 자신만

의 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법률 문가나 당해 법령에 보다 정통한 지식을 가

진 사람 등의 의견이나 조언을 직 , 간 으로 듣거나 참조하여 자신의 행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정의 지규정 내지 처벌규정의 내용을 악함에 있

어서 평균인의 입장에서 문가의 조언이나 문서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

임하에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부분 같은 결

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률 문가 등의 조언을 구

하여도 자신의 행 가 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도 히 정확히 측할 수 없

다면 그 규정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
⋅) 일반인이 어떤 행 를 결정할 때 통상 어느 정도 법  문지식에 의한 보

완을 받게 된다는 을 감안하여 명확성 여부를 단하여야 한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2, 례집 제17권 1집, 340, 349)

일반인이 특히 지규정 는 형벌규정과 련하여 자신의 지식으로는 지여

34)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
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제13권 1집, 
1233;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제16권 1집, 287.

35)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2000. 2. 24, 99헌
가4, 판례집 제12권 1집, 98; 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바67, 판례집 제12권 1집,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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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알 수 없을 때 법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법 문가의 의견을 들어 행 여

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공받은 정보를 토 로 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여

히 건 한 상식과 통상 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단 

명확성 여부는 법  문지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출된 이후

에 단되어야 하며, 명확성의 문제는 그러한 구체화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단되는 것이다. 원칙 으로 일반인을 기 으로 하면서도 

사실상 법 문가를 기 으로 명확성을 단하는 례의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2) 역별 명확성의 정도

명확성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일

반 으로 규정이 부담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며, 기본권 제한입법 에서도 

법 차나 죄형법정주의가 용되는 형사 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

되어 그 밖의 일반 인 경우보다도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36) 조세법률주의가 

용되는 조세 역 역시 이와 같다.

따라서 일반 인 입법의 경우 법 문언이 법 의 보충 인 가치 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 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면 족하나37) 형사법의 경우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

더라도 용어의 개념정의, 한정  수식어의 사용, 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

법을 강구하여 당해 법규가 자의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쇄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38)

특히 무엇보다도 표 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과 련하여 명확성의 원칙은 

36)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5
헌가1, 판례집 제17권 1집, 796;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바50, 판례집 제17권 
2집, 729.

37)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제13권 1집, 1233;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4헌바45, 판례집 제17권 2집, 712. 물론 이 경우에도 수익적 성격인지, 부담적 
성격인지에 따라 기준은 달라진다.

38)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
바34, 판례집 제13권 1집, 1255;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제16권 1
집, 287; 헌법재판소 2004. 7. 15, 2002헌바47, 판례집 제16권 2집 상, 43;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3헌가17, 판례집 제17권 1집, 579;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3헌
바50, 판례집 제17권 2집, 238. 물론 위와 같은 개선 가능성만으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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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요한 의미를 지니며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불명확한 규범에 의

한 표 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 에 한 축  효과를 수반하고, 

그로 인해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  하여 이러한 표 들의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 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즉, 무엇

이 지되는 표 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 이 규제의 

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 주체는 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 행 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 기 때문에 표 의 자

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 의 개념을 세 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 으로 요구된다.39) 심지어 규제 상이 다양⋅다기하여, 개별화⋅유형화를 

통한 명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힘든 경우 국가는 표 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 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 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40)

이러한 헌법재 소 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역별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1) 표 의 자유 역, (2) 형벌  조세 역, (3) 기본권 제한 역(부담  성격

의 역), (4) 수익  성격의 역 순으로 차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3) 규율 상과 수범자에 따른 명확성의 정도

가. 규율 상의 성질 

법률규정의 명확성의 정도를 결정할 때 규율 상의 성질은 특히 요한 의미

39)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은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시가 처음 
등장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동조죄에 대한 결정문 중 변정수 재판관의 반
대의견에서였다.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판례집 제2권, 49 참조. 이후 표현
의 자유 규제입법의 판단에서 일관되게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헌
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헌법재판소 2002. 6. 27, 99
헌마480, 판례집 제14권 1집, 616;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 판례집 제15권 
1집, 7 참조.

40) 헌법재판소 2002. 6. 27, 99헌마480, 판례집 제14권 1집, 616. 이에 반하여 표현의 자
유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법문언의 해석을 통해서, 즉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
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
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시도 존
재한다(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참조).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명확성의 원칙에 대한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의미와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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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례는 다양한 행 와 사회변동에 따른 동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의 경우 입법자가 모든 상황을 구체 , 서술 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곤란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하며,41) 기본권 제한입법이라 하더라도 규

율 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

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시하고 

있다.42) 이러한 성질의 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 으로도 불가능하

므로 일반⋅추상 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례를 통하여 구체화하며 그 집 을 

통하여 단기 을 발 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부 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43) 이에 따라 헌법재 소는 많은 사례에서 다양하며 변화하

는 상의 성질을 명시 으로 고려하여 명확성의 요청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을 분명히 하 다.44) 나아가 입법형식에서 ‘기타’의 의미를 가지는 ‘등’을 규정하

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 다.45)

이와 같은 규율 상의 성질에 따른 명확성 요구의 변화는 특히 각종 경제 상

에 한 규제  처벌입법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사회의 경제 상들

은 다양하며 장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발 ,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 형

41) 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제13권 1집, 1233; 헌법재판소 2002. 6. 27. 
2001헌바5, 판례집 제14권 1집, 601.

42)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13, 판례집 제1권, 357; 헌법재판소 1995. 5. 25, 93헌
바23, 판례집 제7권 1집, 638; 헌법재판소 1999. 9. 16, 97헌바73, 판례집 제11권 2집, 
285;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마611, 판례집 제15권 1집, 466.

43)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판례집 제17권 1집, 340.
44) 예를 들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

는 관세법 규정(헌법재판소 1998. 2. 5, 96헌바96, 판례집 제10권 1집, 4); 정당방위에 
대한 형법규정(헌법재판소 2001. 6. 28, 99헌바31, 판례집 제13권 1집, 1233), 보험업법
상 보험모집인이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관
계기관이 등록 취소를 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헌법재판소 2002. 1. 31, 2000헌가8, 판
례집 제14권 1집,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
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규정(헌
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제16권 1집, 87);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형법규정(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에 대한 
사례들이 이에 해당한다.

45)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임용결격사유로 인하여 임용무효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히 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되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문제되는 모든 경우를 미리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을 인정하
여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이라고 규정한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기술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제16권 1집,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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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규율 상으로 하는 경우 명확성의 요구는 약화

될 수 밖에 없다.

나. 수범자의 성질

규율 상의 성질과 함께 법규정의 용 상인 수범자가 일부 범 로 제한되는 

경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  지식 등을 명확성의 단에서 고려할 수 있

다. 헌법재 소는 여러 례에서 수범자의 특성을 들어 당해 규정의 해당여부를 

측할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를 들면, 군형법상의 무단이탈죄 규정의 단에서 그 피 용자는 일반국민이 

아니라 군인 는 군인이라는 을 고려하 고46),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

의 수사항  ‘공공의 복리를 해하는 행 ’를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 이 

‘공공복리를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하여 

이 조항들의 용을 받는 사람들은 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들이며, 이들은 충분히 

측할 수 있는 지 에 있다고 보았다.47) 그 밖에 공무원이 ‘선거기간  정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 ’를 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한 명확성 단에서 

그 수범자인 공무원은 구나 처벌되는 행 가 무엇인지를 측할 수 있다고 보

았고,48) 사회복지법인의 일정 재산 용도변경 지 규정에 한 명확성 단에서도 

주된 수범자가 사회복지법인의 표자  임원들인 을 종합 으로 고려하 으

며,49) 형법상 인권옹호에 한 검사명령 불 수죄에 한 단에서도 그 피 용

자가 사법경찰 리임이 명시 으로 언 되고 있다.50)

나아가 청구인 본인의 사례를 들어 충분히 해당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라는 

을 명확성 여부를 단하는 요소로 언 한 례도 존재한다.51)

(4) 기타 고려요소

가. 입법기술  개선가능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성의 원칙에 의하면 형사법이나 국민의 이해

46) 헌법재판소 1999. 2. 25, 97헌바3, 판례집 제11권 1집, 122.
47) 헌법재판소 2000. 2. 24, 98헌바37, 판례집 제12권 1집, 169.
48) 헌법재판소 2005. 10. 27, 2004헌바41, 판례집 제17권 2집, 292.
49)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바66, 판례집 제18권 2집, 149.
50) 헌법재판소 2007. 3. 29, 2006헌바69, 판례집 제19권 1집, 258.
51) 헌법재판소 2000. 11. 30, 99헌바95, 판례집 제12권 2집,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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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첨 하게 립되는 법률에서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용어

의 개념정의, 한정  수식어의 사용, 용한계조항의 설정 등 제반방법을 강구하

여 동 법규가 자의 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쇄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헌법재 소는 여러 사례에서 당해 법률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보다 구체 이고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52) 명확성

의 원칙이란 기본 으로 최 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므로,53) 

합리 인 해석에 의하여 그 구체 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측가능성과 

자의  법집행 배제를 확보할 수 있으면 족하기 때문이다.54)

나. 자연범과 행정범의 구별

형벌법규를 상이 되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행  그 자체가 법규범의 설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미 반사회 ․반도덕 인 자연범과 행정목 을 하여 설정된 법

규에 반한 행 로서 그 행  자체는 반사회성․반도덕성을 가지지 않으나 법규

에 정해진 명령이나 지에 반되기 때문에 비로소 법성을 가지게 되는 행정범

으로 나 고 후자에 하여 보다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는 견해가 있다.55)

그러나 자연범은 개념자체로 당해 법규정만에 의하더라도 일반인이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음을 제로 한다는 과 많은 행정범의 경우 경제 상 등 규율

52) 헌법재판소 2000. 2. 24, 99헌가4, 판례집 제12권 1집, 98; 헌법재판소 2004. 2. 26, 
2003헌바4, 판례집 제16권 1집, 287;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2헌바83, 판례집 제
17권 1집, 812; 헌법재판소 2006. 11. 30, 2006헌바53, 판례집 제18권 2집, 516.

53)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헌법재판소 1999. 7. 22, 
97헌바9, 판례집 제11권 2집, 112;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바50, 판례집 제17
권 2집, 729.

54) 이에 반하여 “당해 법령의 성질 및 규제대상 등에 비추어 입법기술상 최고의 상태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명확성 판단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일반 추상적 표현
을 불가피하게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시의 방법,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는 방법, 주관적 
요소를 가중하는 방법 등으로 보다 더 구체적 입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
법적 개선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지 여부가 헌법위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판
시도 존재한다(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판례집 제17권 1집, 340). 그러나 
이 사건에서도 뒤에서 규율대상의 다양성과 동태적 성질에 따라 구성요건을 일반추상
적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하며 그 집적을 통하여 판단기준을 발
전시켜 나가는 것이 반드시 부적절한 입법태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결국 위의 
판시에 따라 판단하지는 않았다.

55) 홍기태, “명확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헌법논총, 제11권(2000),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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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다양성  동태  속성이나 수범자의 범 에 따라 명확성 요구가 완화되기 

쉽다는 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구분은 명확성원칙 반 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자연범  행 와 행정범  행 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일의 으로 자연범과 행정범을 구분하여 명확성 요구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규율 상 등에 따라 구체 으로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의

미가 있다.

4. 명확성의 판단 방법

(1) 문리 , 체계 , 목  해석

심 상규정이 헌법상의 명확성원칙에 반되는지 여부의 단은 일반 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당해 규정의 의미내용을 악해 냄으로써 수범자  집행기

에서 의미있는 단기 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구체

인 명확성의 단은 결국 문리 , 체계 , 목  해석 방법과 순서에 따라 확

정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 소 역시 명확성의 단을 해서는 ‘ 상 법률의 입법경과와 입법목

, 같은 법률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조화  해석, 계부처의 법률해석, 다른 

법규와의 비교 등을 고려하여 목 론 으로 해석’56)해야 한다거나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 과 타규범과의 연 성을 고려하여 합리 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

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57)이라고 시하고 있다. 

(2) 당해 규정의 개념 정의

명확성 단이 무엇보다도 당해 규정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심

상규정의 개념 범 를 도출해내기 해서는 어휘의 사  의미를 먼  악

해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률 내의 정의 규정을 살펴보는 것도 당해 규정 자체를 

통한 의미 악에 해당할 것이다. 규정의 문언 자체로 명백하거나 논리 으로 자

명한 범 가 획정되는 경우에도 개념이 명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헌법재 소 례 역시 상당수의 사례에서 우선 심 상 규정에서 사용하는 

56) 헌법재판소 2002. 4. 25, 2001헌가27, 판례집 제14권 1집, 251.
57)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헌법재판소 1996. 12. 26, 93헌

바65, 판례집 제8권 2집, 785; 헌법재판소 2005. 2. 3, 2004헌바10, 판례집 제17권 1집,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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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의 사  의미를 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58) 때로는 

같은 법의 정의 규정을 심으로 다른 것들을 고려하여 단하기도 한다.59) 한 

법문헌상 명백하거나 논리 으로 자명한 범 를 알 수 있는 경우 명확한 것으로 

보고 있다.60)

(3) 입법목 에 의한 제한

제정배경과 연  등으로부터 심 상 규정의 입법목 을 도출해 내면 그 취

지에 맞도록 용범 를 제한할 수 있다. 목 을 통하여 용범 를 측할 수 

있다면 당해 규정은 그 범 에서 불명확하지 않은 것이 된다. 실제 명확성 단

에서 입법목 은 일반 이고 추상 으로 규정된 법규정의 의미를 제한하기 한 

요한 요소로 기능한다. 여기서 당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목  이외에 문

제된 당해 규정에 한정된 특수한 입법목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 소는 

많은 사례에서 입법목 에 의한 의미제한을 통해 명확성을 단해 왔다.61)

58)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 1996. 8. 29, 94헌바15, 판례집 제8권 2집, 74;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헌법재판소 2000. 6. 29, 98헌바67, 
판례집 제12권 1집, 801;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바23, 판례집 제13권 2집, 
606; 헌법재판소 2002. 2. 28, 99헌가8, 판례집 제14권 1집, 87; 헌법재판소 2003.4.24, 
2002헌가8, 판례집 제15권 1집, 351;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판례집 제
16권 2집 하, 345;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4헌바45, 판례집 제17권 2집, 712; 헌
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 헌법재판소 2006. 7. 27, 
2005헌바66, 판례집 제18권 2집, 149.

59)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2헌바85,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45.

60) 변호사법상의 알선행위금지 규정에 대한 사례(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바83, 
판례집 제17권 2집, 426) 및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
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상의 직권남용죄 규정에 대한 사례(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권 2집, 68)가 전자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이 보
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의 판단(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바59, 판례집 제15권 1
집, 419)이 후자에 해당한다.

61)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면, 노동쟁의에 대한 제3자 개입금지 규정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쟁의행위의 왜곡을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노동관계 당사자의 자유롭
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 아래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강요⋅
유도⋅조장⋅억압 등의 간섭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어떠한 행위
가 법이 규정한 금지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헌법재판소 1990. 1. 15. 89헌가103, 판례집 제2권, 4), 앞지르기 금지장소로서 
“도로의 구부러진 곳”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위 법률규정에 “위험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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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련 다른 규정과의 계에 의한 논리  해석

같은 법률뿐 아니라 련된 폭넓은 다른 규정들과의 상호 계를 규명하여 논

리 , 체계 으로 당해 규정의 의미를 해석해 낼 수 있는 경우 역시 명확성에 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해 규정과 입법목 에 의하여 충분한 개념범

의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이 단계를 통해 명확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

헌법재 소는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 과 타규범과의 연 성을 고려하여 합

리 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구비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

라거나,62) ‘당해 규정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으로 단할 것이 아

니라 련 조항을 유기 ⋅체계 으로 종합하여 단하여야 할 것’63)이라고 하여 

이러한 을 분명히 하고 있다.64)

래할 정도로” 또는 “시야가 가린” 내지 “전망할 수 없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앞지르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에서 
어느 정도 도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0. 2. 24, 99헌가4, 판례집 제12권 1집, 98), 선거홍보물에 비정규학력
게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하여 그 입법목적이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할 소지가 있는 학력의 게재를 금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
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므로, 게재가 허용되는 
정규학력은 학교교육제도상의 학력으로서 그 게재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객
관적인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는 학력을 말하며 이는 법관의 통상의 해석으로 보충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0. 11. 30, 99헌바95, 판례집 제12권 2집, 298),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
위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의 취지에 따라서 위 개념들의 애매함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
다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1헌마700, 판례집 제15권 2집 하, 137)가 
있다.

62)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제4권, 64.
63) 헌법재판소 1999. 9. 16, 97헌바73, 판례집 제11권 2집, 285; 헌법재판소 2001. 1. 18, 

99헌바112, 판례집 제13권 1집, 85; 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4헌바35, 판례집 제
16권 2집 하, 381.

64) 이러한 예로서,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인이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등록 취소 등을 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한 판단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다소 불명확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험업법상의 다른 규정과 하위규정
을 통하여 그 개념과 범위가 충분히 예측된다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2. 1. 31, 
2000헌가8, 판례집 제14권 1집, 1), 약사법상 의약품으로 오인될 표시나 광고 금지 규
정에 대한 판단에서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체계 조화적 해석 등을 
통해 법률적용단계에서 다의적인 해석의 우려 없이 그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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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립된 례, 학설, 행정청의 집행

헌법재 소는 많은 사례에서 일반  는 불확정 개념의 용어가 사용된 경우

에도 심 상 규정에 한 확립된 헌법재 소 는 법원의 례를 근거로 그 

규정의 해석  용에 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의

하여 명확성의 원칙 반 여부를 단해왔다.65) 특히 련 법규정  법률이론에 

입각한 법 의 보충  해석과 례를 통하여 법률의 일반성  추상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66) 법원 례의 입장은 명확성의 단에서 단히 요

한 요소에 해당한다. 

나아가 선례뿐 아니라 당해 규정의 해석에 한 학설 역시 존 된다. 이들은 

법률규정의 논리 인 의미를 추구하여 법률규정의 모호성과 의미분쟁을 제거하

는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67) 같은 맥락에서 행정해석과 집행의 행 역시 학문

 연구 성과와 련 례들의 집 과 결합하여 법률규정 의미 내용의 체  

윤곽을 형성하고 구체  사안의 단을 용이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68)

를 들면, 헌법재 소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을 지하는 석유사업법 규정

에 한 단에서, 근 20년의 기간동안  규정은 이른바 가짜 휘발유의 경우에

만 용되고 그러한 용도가 아닌 단순히 도료용 용제, 희석제 등의 용도로 유통

사례(헌법재판소 2004. 11. 25, 2003헌바104,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55), 형법상 공
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의미내용이 불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심판대상 법
률 이외에도 여러 법률에서 “직권남용” 또는 “권한남용”과 같은 구성요건을 통한 처
벌을 규정하고 있고(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등)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게 해석
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는 것(헌법재판소 2006. 7. 27, 2004헌바46, 판례집 제18
권 2집, 68), 가격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화장품을 보관한 자를 처벌하는 화
장품법규정에 대한 판단에서 “판매목적”이라는 용어는 형법, 주세법, 식품위생법 등에
서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보관”까지 결합한 용례 또한 인삼산업법, 농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발견할 수 있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이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일반입법이나 처벌법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헌법재판소 2007. 4. 26, 2006헌가2, 판례집 제19권 1집, 377)를 들 수 있다.

65) 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등, 판례집 제4권, 255; 헌법재판소 1998. 4. 30, 95
헌가16, 판례집 제10권 1집, 327; 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5, 판례집 제11권 2
집, 703; 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바95, 판례집 제12권 1집, 508; 헌법재판소 
2001. 11. 29, 2000헌바23, 판례집 제13권 2집, 606;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
바53, 판례집 제15권 1집, 105; ; 헌법재판소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제16권 
1집, 87; 헌법재판소 2005. 5. 26, 2003헌바86, 판례집 제17권 1집, 630 등 다수.

66)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바69, 판례집 제15권 2집 상, 273.
67)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2헌바53, 판례집 제15권 1집, 105.
68) 헌법재판소 2005. 3. 31, 2003헌바12, 판례집 제17권 1집,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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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의도로 생산, 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사석유제품

의 제조 등의 지의 의미를 한정해서 해석⋅ 용하여 온 그동안의 법운용의 실

태를 근거로 다의  해석의 우려는 없다고 하면서, 법원의 해석이 아직 일정한 

사례군이 상당기간에 걸쳐 형성, 집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동안 법집행기 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해석⋅ 용하여 온 실정을 그 로 

확인⋅수용한 것인 에서 용단계에서 다의성은 해소되었다고 시하 다.69) 

한 의료인이 소정의 범죄로 인하여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에 한 단에서, 보건복지부장 에 의하여 면허

가 취소된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 련범죄에 하여 모두 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

거나 의료 련범죄 자체의 법정형이 고 이상의 형인 경우로서 이와 같은 일 된 

행정해석이 있었음을 심 상 조항의 명확성의 결과로 언 한 사례도 있다.70) 

Ⅲ.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해석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 

(1) 시장지배  사업자의 확정방식

독 규제법 제3조 제1항 제5호 후단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헌인

지 여부를 단하기 해서는 먼  동 호의 용 상인 시장지배  사업자의 확

정이 불명확하여 사업자가 남용규제의 상인지 여부를 사 에 알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측가능성을 결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 규제법의 인  용범 는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업자’이

다.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매우 폭넓게 포섭하고 있다는 에서71) 실무상 법

반자의 사업자 여부는 그다지 의미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시장지배  

지 남용의 지는 법 제2조 제7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서만 용되는 바, 동 개념이 충분히 측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독 규제법상 시장지배  사업자는 동 법의 제정 이래 많은 변화를 겪었는

69) 헌법재판소 2001. 12. 20, 2001헌가6, 판례집 제13권 2집, 804.
70) 헌법재판소 2005. 12. 22, 2005헌바50, 판례집 제17권 2집, 729.
71)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3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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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72) 먼  1980년 법제정 당시에는 법률에서 개략 인 기 만을 정하고 시행령

에서 최근 1년간 국내총공 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1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50% 이상 는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의 합계가 70% 이상(5% 

미만인 사업자 제외)인 사업자라고 규정하는 한편, 경제기획원장 이 매년 동 기

에 해당하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지정⋅고시해왔다. 따라서 동 간주조항의 

성 여부를 떠나서 남용규제를 받는 수범자의 명확성에 해서는 이견의 여지

가 없었다.

이러한 사 의 지정⋅고시제도는 법집행의 편의  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측

면에서 나름의 장 이 있으나, 실제로 개별 사례마다 련시장을 획정하여 지배

력을 가지는 사업자를 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 이 제기되었고, 이에 

1999년 법개정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정⋅고시제도를 폐지하고 행법 제4

조와 같은 법률상 추정으로 환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1 사업자의 시장 유율

이 50%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때에는 

시장지배  사업자로 추정된다.73)

이러한 법률상 추정방식은 과거의 사  지정⋅고시에 비하여 수범자의 측가

능성을 다소 하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CRk, 즉 상  k개 사업자의 시장

집 도(concentration ratio)를 기 으로 한 법률상 추정방식은 이미 1980년 법제

정 이후부터 일 되게 내용상 변경없이 시장지배력을 단하는 기 으로 활용되

어 왔고, 오히려 불명확성의 문제는 련 시장의 획정과 한 련을 갖는다. 

그런데 련 시장이란 사안에 따라 개별 , 사후 으로만 획정가능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경쟁법을 가진 나라에서 공통 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고, 

각국의 경쟁당국은 시장획정방법을 고시나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

식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이며, 이를 이유로 경쟁법상 지조항의 헌성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7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정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보유 여부를 개별 사안에 따

라 사후 으로 단하는 행 방식이 본질 으로 어느 정도의 불명확성을 내재

72) 동 조항의 연혁에 관한 설명은, 이호영, 독 규제법(홍문사, 2005), 44면 참조.
73) 다만,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추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 75%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점유율이 10%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74)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과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시장
획정,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획정에 관한 기준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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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공정 와 법원의 합리 이고 일 된 해석을 통해서 해결

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공정 가 법 제4조의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자를 시장지배  사업자로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이른바 ‘BC카드 사건’75)에

서 유일하게 법률상 추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 제7호의 

정의조항에 근거하여 공동의 시장지배  지 를 인정한 가 있을 뿐이다. 이때 

시장 유율을 기 으로 한 시장지배  사업자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

하여 사업자가 그 밖의 여러 정황을 주장하여 이를 복멸시킬 수 있음은 물론이

다. 이처럼 독 규제법상 남용규제의 상사업자를 단함에 있어서 명확성과 

측가능성을 히 해할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참고로 독 규제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 시장에서 시장지배  사업자의 추

정(Oligopolmarktbeherrschung)을 규정하고 있는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19조 제3항은 1 사업자의 시장 유율이 1/3 

이상이거나,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합계가 50% 이상이거나 는 5 이하

의 사업자의 시장 유율 합계가 2/3 이상인 경우에 해당 사업자 모두를 시장지배

 지 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바, 동 조항 자체에 하여 불명확성을 이

유로 한 헌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2) 련 사건에서 시장지배  사업자 여부 단

그 다면 본 헌법률심 제청신청에 련된 공정 의 심결76)에서 CJ가 독

규제법 제3조의2의 남용규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즉 자신이 시장지배  사업자

라는 것을 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시장

지배  사업자의 단기 이 명확하고 측가능하게 설정되어 있더라도, 특정 사

건에서 공정 가 매우 일 성 없이 시장지배  지 를 인정하고 있다면 그러한 

규제는 불특정성을 이유로 한 헌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5) 공정위 의결 제2001-040호, 2001. 3. 28; 재결 제2001-038호, 2001. 8. 24. 그런데 대법
원은 BC카드와 이를 공동으로 설립한 12개 회원은행은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도 없
고, 공동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도 않는다고 판단하여, 수수료율 등 책정의 남용여부
는 따지지도 않고 공정위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6283 
판결 참조.

76) 공정위 의결 제2007-405호, 2007. 8. 20,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7-406호, 2007. 8. 20, 씨제이케이블넷경남방송(주)
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7-4907호, 2007. 8. 20, 씨제이케이
블넷가야방송(주)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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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 련 공정  심결에서는 모두 CJ가 참여하고 있는 ‘다채 유료방송시

장’이 련시장으로 획정되었는데, 종합유선방송과 성방송은 채  수가 많고 

가를 지불해야만 시청이 가능하다는 에서, 채  수가 한정되어 있고 무료로 

시청이 가능한 지상 와 지상  DMB 방송과는 별개의 시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다채 유료방송 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성방송은, 송선로를 이용

하느냐 아니면 성을 이용하느냐에 차이가 있으나, 공정 는 가입자 수의 변화

추이와 소비자가 인식하는 상품 내용의 동일성을 고려할 때, 실질  경쟁 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다채 유료방송시장이라는 동일 시장에 속하는 것으로 단하

다. 아울러 지역시장은 당시 방송 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 의 허가

를 받은 77개 방송권역으로 획정되었다.

그런데 국 다채 유료방송시장에서 2006년 4월말 재 체 가입자 수를 기

으로 볼 때 종합유선방송의 유율은 88%에 이르고, 성방송은 12%를 차지

하고 있으며, 표 으로 문제된 지역시장의 하나로서 CJ 부산방송이 속하는 권

역의 경우 CJ의 시장 유율이 94%에 달함으로써 여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CJ

의 시장지배  지 는 충분히 견가능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정 의 이와 

같은 시장획정, 즉 권역별 다채 유료방송시장의 획정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선례가 축 된 것이어서,77) 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모두 

시장지배  지 를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CJ 역시 자신의 지 를 사 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련 사건에서 시

장지배  사업자의 추정조항에 따라 CJ에 시장지배  지 를 인정한 것과 련

하여 규제 상 사업자의 확정에 불명확성이나 측불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

지는 별로 없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남용행위 

(1) 독 규제법의 목 으로서 ‘소비자보호’에 한 검토

독 규제법은 제1조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진함으로써 창의 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을 

도모함을 목 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은 직  목 인 공정하고 

77) 기업결합사건의 경우 공정위 의결 제2006-256호, 2006. 11. 6, (주)에이치씨엔 등의 기
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의결 제2007-145호, 2007. 3. 19,. (주)티브로드기
남방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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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경쟁의 진을 통하여 궁극  목 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8) 따라서 시장지배  지 의 남용을 규제하는 취지 역시 궁

극 으로 소비자보호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지배  지 남용의 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는 동법 제3조의2가 남용행 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는 제5호 후단의 ‘소비

자이익의 한 해’와의 계를 규명함으로써 보다 구체 으로 밝 질 수 있

다. 왜냐하면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과 련하여 이것이 법 제1조가 규정하

고 있는 ‘소비자보호’라는 궁극  목 을 그 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법의 궁극 인 목 을 그 로 지행 의 일유형으로 열거한 것에 불

과하여 동조를 구체 인 행 에 직  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먼 , 소비자보호를 목 으로 하는 법률은 비단 독 규제법에 

국한되지 않고, 소비자기본법이나 약 의 규제에 한 법률, 표시⋅ 고의 공정

화에 한 법률 등도 소비자보호를 목 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법률에서 규

정하는 소비자보호의 의미를 일의 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무릇 법개념이란 선

험 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의도한 목 에 비추어 합목 , 기능

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 되고, 독 규제법과 여타 법률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보호’는 서로 그 의미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독 규제법은 경쟁 진을 통하여 궁극 으로 소비자주권 내지 소비

자후생을 보호하는 것이고,79) 이때의 소비자보호는 개별 인 거래 계에서 소비

자피해를 방 는 구제한다는 의미와 구별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독 규

제법은 경쟁이 해됨으로써 직  소비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직  시정한다는 의미에서 소비자보호를 도모하기도 한

다. 컨 , 가격담합과 같은 카르텔을 비롯하여 각종 불공정거래행 에 한 규

제의 경우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의 방지라는 목 을 아울러 갖고 있다.80)

78) 권오승, 경제법(제6 )(법문사, 2008), 75면 이하 참조. 
79) 권오승, 앞의 책, 77면 참조. 
80) 공정위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

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법 제29조 제4항, 제30조). 그밖에 일정한 
조합의 행위에 대해서도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문제의 행위가 부당하게 경
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소비
자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법 제6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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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타의 소비자보호 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란 약 을 

이용한 계약이나 방문 매, 자상거래 등 개별 인 거래 계에서 발생하는 소비

자피해를 사 방 는 사후구제하기 한 것으로서, 이때의 소비자보호란 단지 

경쟁보호만으로는 담보될 수 없는, 즉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도 

매방식의 특성이나 정보의 비 칭성, 소비자의 구조  열 로 인하여 야기될 수

밖에 없는 소비자피해를 개별 으로 해소한다는 소극 인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

는 것이다.

요컨 , 독 규제법 제1조가 정하는 소비자보호란 경쟁보호를 통하여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는 소비자주권 내지 소비자선택권의 보장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직

인 소비자피해를 방지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후자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직 으로 소비자이익을 해하는 행 를 

지함으로써 여타의 소비자 련 법령이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시장지배  지 남용의 요건과 소비자이익

시장지배  사업자의 지 남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별된다. 하나는 시장지배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 를 유지 는 강화하기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어렵게 하는 방해남용(Behinderungsmissbrauch) 내지 배제남용(exclusionary 

abuse)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지 를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는 기 하기 어려

운 이득을 얻고자 행하는 착취남용(Ausbeutungsmissbrauch)이다. 방해남용은 경쟁

사업자와의 수평  계에서 주로 문제되는 반면, 착취남용은 무엇보다 수직  

계에서 거래상 방의 경제상 이익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문제된다.

시장지배  지 남용행 가 직 인 소비자이익과 련하여 의미를 갖는 것

은 특히 소비자에 한 계에서 행해지는 착취남용이다. 착취남용은 유효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라면 유지되기 어려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정함으로

써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 를 말한다. 이때 소비자이익은 흔히 경제  의

미에서 소비자후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규범 으로는 소비자의 자

유로운 선택권이나 부수 인 편의성 등 비경제  이익을 포함한다. 그 결과 소비

자이익을 해하는 행 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고, 과도하게 높은 가격인

상이나 제품의 품질 는 다양성 하, 신의 감소, 선택권 침해 등의 를 들 

수 있다.81) 



2008. 9.]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 “소비자이익 해행 ” …    
265

그  원가변동에 비하여 히 높은 수 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는 변경

하는 행 가 착취남용의 가장 형 인 유형임은 물론이다. 독 규제법은 이러한 

행 를 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당한 가격으로 지하고 있고, 제2호의 출

고량조  역시 착취남용의 하나로서 시장공 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간 으로 

가격인상효과를 가져오는 등 시장지배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을 리게 되는 

경우에 이를 지하는 것이다.82) 

문제는 소비자에 한 착취남용이 직 으로 가격을 히 인상하거나 는 

출고량조 을 통하여 간 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만 행해지

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즉, 시장지배  사업자는 그 산정이 매우 어려운 

비용 내지 원가를 기 로 비용인상분을 ‘ 히’ 과하는 가격인상이나 IMF 직

후와 같이 지극히 이례 인 상황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출고량조 의 방법 외에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부당한 거래

조건의 부과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처럼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은 시장지배  

사업자의 존재로 인하여 경쟁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지배력의 남

용으로 말미암아 실 으로 침해될 수 있는 소비자의 구체 이면서도 포 인 

이익을 의미한다. 이러한 에서 소비자이익의 침해를 지하는 제5호 후단의 남

용행 는 경쟁, 특히 잔존경쟁 그 자체를 보호하기 한 제3호와 제4호, 그리고 

제5호 단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이다. 오히려 제5호 후단은 제1호나 제2호

에 의해서 포섭될 수 없는 경우를 보충하기 한 것으로서 그와 구별되는 고유

한 착취구성요건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때 직⋅간 인 가격인상 등의 방법 이외에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이익 해를 남용에 포섭하는 작업은 공정 와 법원의 해석작업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이론 으로나 실무상 소비자이익 해행 가 갖는 착취효과

를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특히 명백하고 한 경우에 한하여 지조항을 용하는 방법으로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을 뿐이다.83)

81) 그밖에 착취효과의 판단상 난점에 대해서는 Faull/Nikpay, The EC Law of Com-
petition, 2. ed., 2007, 397면 참조.

82) 대법원 2000. 2. 5. 선고 99두10964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9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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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면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하는 직․간  

가격인상을 통한 착취남용 외에 제5호 후단에 포섭될 수 있는 고유한 착취남용

으로서 소비자이익 해행 의 요건이 동법의 체 인 체계 속에서 충분히 구

체화되어 있는지,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이를 충분히 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

펴보자. 

(3) 법 제3조의2 제1항의 체계  제23조 제1항 제8호와의 차이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장지배  지 남용행 의 구

체 인 유형은 부당한 가격결정(제1호), 부당한 출고조 (제2호),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제3호), 시장진입의 방해(제4호), 부당한 경쟁사업자의 배제 는 소비자 이

익의 한 해(제5호) 등 모두 다섯 가지인데, 이  제1호와 제2호는 형

인 착취남용으로, 제3호와 제4호  제5호 단은 형 인 방해⋅배제남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 제3조의2 제2항은 통령령에 그 세부유형과 기 을 임하

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남용행 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동법이 개략 인 지행 의 유형을 정하고 구체 인 내용과 기 을 

시행령과 고시 등에 임하는 방식은 시장지배  지 남용에 국한되어 있는 것

이 아니라, 경쟁제한  기업결합84)이나 부당한 공동행 ,85) 불공정거래행 86) 등

에 리 활용되고 있다. 독 규제법에서 다소 포 인 임입법이 리 활용되

83) Faull/Nikpay, 앞의 책, 397면. 그밖에 독일에서는 카르텔의 일 유형인 ‘동조적 행위’ 
(aufeinander abgestimmte Verhaltensweise)의 금지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Bestimm-
theitsgebot)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무엇이 금지되는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은 경쟁의 자유에 대한 동 법의 기본적인 가치관념에 맡겨져 있는 것이라는 점
에서 동 원칙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동 개념을 해석⋅적용하는데 
따르는 문제는 착오의 법리에 따라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 Rainer Bechtold, Kartellgesetz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2002, 38면 참조.

84)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
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
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위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위 고시 제2007-12호)’이 마련되어 있다. 

85) 법 제19조 제6항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007. 8. 3 신설), 그 전에 이미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기
준’(공정위 예규 제20호, 2002. 5. 8)이 제정되어 있다. 

86) 법 제23조 제2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26호, 2005. 5. 11)이 
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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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은 역동 인 시장경제의 제반 상에 히 응하기 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때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 하여 시행령이 구체 인 행 유형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5호 후단이 열거주의형식하에서 사실상 일반조항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해석도 있다.87) 그러나 어도 공정 의 실무는 지 까지 

제5호 후단을 일반조항식으로 해석⋅운용하지 않고, 제1호  제2호를 보완하는 

별도의 착취구성요건으로 근하고 있다는 에서 동 조항의 불명확성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동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단과의 계를 통해서 소비자

이익 해행 가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실질 인 내용과 기   그 한계가 구

체화될 수 있고, 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불공정거래행  에서 소비자이익을 

직  침해하는 행 를 통해서 기타 착취남용의 유형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최근 불공정거래행 를 지하고 있는 법 제23조 제1항 각호 

 임조항에 한 법원 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공정 는 문

제된 행 가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

하여, 곧바로 동항 제8호, 즉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 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로 보아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를 확인한 서울고법의 

결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하 다.88)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8호가 복잡⋅다양한 경

제활동 는 시장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  부를 법률에 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거래 해성에 있어서 그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행 를 규제하기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8호에서

는 제1호 내지 제7호와 달리 기본  행 유형이나 이를 가늠할 강의 기 조

차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수범자인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체 으로 통상

의 사업활동 에 행하여지는 어떤 행 가  제8호에서 규정한 ‘공정한 거래

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되는지 여부를 측하

기가 매우 어렵다. 더욱이 독 규제  공정거래에 한 법률은 같은 법 제23

조 제1항에 반하여 불공정거래행 를 한 사업자에 하여 행정  제재뿐만 

87)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일반조항적 해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봉의, “독점
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법과 사회, 제27호(2004), 338면 이하 참조.

88)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87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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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제8호는 행 의 

작용 내지 효과 등이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 를 규

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통령령으로 정하여 규제하도록 한 수권규정이

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시행령에  제8호와 련된 불공정

거래행 의 유형 는 기 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이상, 문제된 행 가 공정

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라고 하여 이를  제8호의 불공정거래행

로 의율하여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

여기서 법원은 제8호가 제1호 내지 제7호에 상당하는 는 그와 구별되는 

별도의 불공정거래행 로서 아무런 구체 인 징표를 담고 있지 않고, 구체 인 

행 유형  기 을 시행령으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을 들어 제8호는 

단지 수권조항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고, 그에 따라 시행령이 별도의 행 유형을 

정하지 않는 한 특정 행 에 제8호를 직  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남용행 의 일반  특징을 ‘동어반복

으로’(tautologically)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1호 내지 제2호의 연장선상

에서 소비자에 한 별도의 착취남용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에서 제3호 

내지 제5호 단과도 구별되는 독자 인 징표를 내포하고 있다는 에서 법 제

23조 제1항 제8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더구나 법 제3조의2 제2항은 제1호 내

지 제5호의 구체 인 내용이나 기 을 시행령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제1호 내지 제5호  어떤 행 에 해서 시행령이 규정할 것인지 역시 공정

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바, 이는 행 유형에 따라서는 실무상 세부기 을 한정

으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시행령이 구체화할 수 있을 정도로 사례가 축 되

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공정 가 종합 으로 고려하여 시행령이 정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이다.

(4) 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 에 의한 구체화

독 규제법 제1조가 동 법의 궁극 인 목 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는 

동 법상의 모든 지가 직․간 으로 추구하는 바이지만, 그 에서도 특히 불

공정거래행 에는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의 범주에 소비자의 

이익을 직 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 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이 보호하고자 하는 직 인 소비자이익의 내용을 

구체화함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 의 특정 유형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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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먼 , 불공정거래행 의 하나인 거래강제의 일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끼워팔

기’에 해서 살펴보면, 그 성립요건으로서 ‘별개상품성’과 ‘거래강제성’을 들 수 

있고, 당해 사업자가 주된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  지 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

는다.89) 그런데 거래강제는 거래상 방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 로

서, 부당성의 핵심은 바로 ‘강제성’에 있는 것이다.90) 즉, 불공정거래행 로서 끼

워팔기의 본질은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품에 한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에 있으며, 이때 거래강제의 주체가 시장지배  사업자라면 

거래상 방인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효과도 훨씬 클 것임은 물론이다. 요컨

, 끼워팔기는 소비자의 이익, 그 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 로

서, 후술하는 MS사건의 와 같이 남용행 로서 소비자이익 해행 의 형

인 유형을 보여 다.

한 부당한 고객유인이나 소비자를 상 로 이루어지는 거래상 지 남용행

도 개별 인 거래 계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직 으로 침해하는 모습을 

보여 다. 자는 부당하거나 과 한 이익제공 는 계를 통하여 소비자의 오

인을 유발함으로써 합리 인 구매결정권을 침해하는 행 이고, 후자는 사업자가 

특정 거래 계에서 비롯된 자신의 우월  지 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포함한 거

래상 방에게 원하지 않는 상품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

하거나 는 일방 으로 불리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제  약자를 착취하는 

행 라는 에서,91)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 ‘소비자이익 해행 ’의 구체

인 유형을 보완해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로는 회원제 골 장업체가 회원

의 명의개서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한 행 를 들 수 있을 것이고,92) 이러한 행

가 시장지배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졌을 경우 제1호 는 제2호의 착취남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에서 그밖에 추가 인 착취남용 지요건에 

의한 보충이 필요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89) 서울고법, 2004. 2. 10, 2001누1628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두3014 판결. 
90) 권오승, 앞의 책, 296면 이하 참조. 
91)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V 6 ⑴ 참조.
92) 공정위 의결 제2002-259호, 2002. 11. 8, (주)한양컨트리클럽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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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위의 실무에 의한 구체화

아래에서는 실제로 공정 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를 제1호, 제2호를 보완

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착취남용에 국한하여 운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으로

써, 동호의 용범 나 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한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한다. 지

까지 공정 가 제5호 후단을 용하여 내린 심결로는 일련의 CJ 사건을 제외

하고 모두 4건이 있으며, 기존의 사례 4건과 CJ 사건을 차례로 살펴본다. 

(1) 기존의 사례

가. 한국 력공사 사건93)

공정 는 한국 력공사의 기공 규정 조항 , 고객의 변동으로 인한 명의변

경 시 新고객이 舊고객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한 조항, 요 을 납기 내에 납부하

지 못하거나 연체요   연체료를 연체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요 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아니한 기간이 확

인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한국 력공사가 결정한 기간에 하여 3배

의 약 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 요 납부 지체 시 요 의 5%(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 과)에 해당하는 연체 액을 부담토록 규정한 조항 등을 수정 는 삭

제하도록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 심결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약 에 한 추상  내용통제에 해당하는 바, 

기공 에 있어서 한국 력공사는 독  지 에 있고, 동 사업자가 일방 으로 

마련한 기공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즉 소비자의 이익을 직 으로 

히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단된 사안이다. 즉, 착취남용으로서 부당

한 거래조건이 이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나. 기아자동차 사건94)

공정 는 기아자동차(주)가 1999. 1. 25. 타우  등 5종의 차량가격을 3.1∼

11.3% 인상한 행 에 해서 5톤 트럭 부문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

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하는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한 것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 을 부과하 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인상이 문제되었으나, 

93) 공정위 의결 제95-15호 1995. 4. 4.
94) 공정위 의결 제99-130호 1999. 9. 3; 재결 제2000-16호 200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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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를 용하지 않고 제5호 후단을 용하 는 바, 제1호와 제5호 후단의 

계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에서 공정 가 가격인상을 통한 남용행 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 

아니라 제5호 후단을 용한 것은 제1호에 한 시행령상의 기 을 당해 사건에 

그 로 용하기 어렵다는 에서 그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다. 동 법상 제1호

의 가격남용에 해당하기 해서는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

의 가격이나 용역의 가를 수 의 변동이나 공 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

여 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된 5톤 트럭의 경우 강력한 경쟁차종이 없고, 기아자동차가 1998. 

12.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73,920억원의 부채를 면제받아 업외비용이 비정상

으로 감소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업외비용이 제외된 순원가를 기 으로 

비교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제1호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서울특별시태권도 회 사건95)

공정 는 서울특별시태권도 회에 하여 태권도 체육  장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이들의 경조사 시 지 하는 경조사비 등을 승품․단 심사비에 포함

하여 응시자들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 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한 가격과 련된 것이기는 하

나, 공정 는 제1호를 용하지 않고 제5호 후단을 용하 다. 

이 사건에서도 시장지배  사업자의 가격에 한 남용행 에 법 제3조의2 제1

항 제1호를 용하기에는 시행령의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 이어서 치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취남용이 여 히 가능하다는 을 보여주고 있다. 동 심결은 

무엇보다 당해 서비스와  무 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가되는 방식의 착취남

용 한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 해행 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마이크로소 트 사건96)

공정 는 마이크로소 트가 자사의 도 서버에 도 미디어 서비스를, 그리고 

도 운 체제 로그램에 도 미디어 이어와 도 메신 를 결합 매한 

95) 공정위 의결(약) 제2003-099호 2003. 8. 13.
96) 공정위 의결 제2006-042호 2006. 2. 24; 재결 제2006-027호 200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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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하여 법 제3조의2에 의한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용하면서, ‘끼

워팔기’에 해 그동안 공정 가 원칙 으로 법 제23조의 규정을 용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과 같이 결합 매행 를 한 사업자가 시장지배  사업자에 해

당하고, 결합 매행 가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결과가 단

순히 거래상 방에 한 거래강제성을 수반하는 정도를 넘어 다른 사업자의 사

업활동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히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의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법 제3조의2와 제23조를 경합 으로 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 다. 

여기서 마이크로소 트의 문제된 결합 매행 는 거래상 방(소비자)이 구입을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 로서, 이는 거래상 방의 선택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양질의 다른 경쟁제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히 제약하고, 

도 서버 운 체제나 도 운 체제 로그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필요

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불이익을 래한다. 이때의 불이익은 거래 계에 있어

서 상품의 소비자가 정당하게 려야 할 이익에 한 직 인 침해에 해당한다

는 에서, 제5호 후단의  다른 에 해당된다. 

(2) CJ 사건

끝으로 본 헌심 제청신청과 련 CJ의 시장지배  지 남용행 와 련해

서 과연 ‘소비자이익 해행 ’라는 요건이 헌법에 반할 정도로 지극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자. 컨 , 부산 역시와 구, 도구  동구지

역을 사업구역으로 허가받은 CJ 이블넷 부산방송은 자신의 독  지 를 이

용하여 가입자가 가장 많은 보 형 상품 에서 인기채 인 MBC ESPN, SBS 

드라마 등 5개채 만을 골라 고 형 상품으로 환하 는 바, 이는 소비자들이 

경쟁업체로의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보 형 상품의 품질을 

감소시킨 것으로서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그리고 공정 는 이와 같은 부산방송의 행 로 인하여 그 이 에 비하여 

히 많은 소비자가 고 형 이상의 상품으로 환하 고 이것이 사실상 소비자

의 선택을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 보 형 상품의 시청자 선호도가 

히 하되는 등 종 의 보 형 상품을 그 로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리던 효

용이 히 감소되었다는 , 그리고 직 으로 종 의 인기채 을 시청하기 

해서 고 형 상품으로 환하게 되면서 최소한 88%의 수신료 인상효과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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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 다는  등을 들어 소비자이익이 히 해되었음을 인정하 다. 이와 

같은 공정 의 단과 달리 서울고법은 소비자이익 해의 ‘ 성’이 결여되었다

고 보아 공정 의 시정명령을 취소하 으나,97) ‘ 성’ 요건은 동 조항의 헌 

여부와는 무 한 것이다. 

요한 것은 컨  CJ 부산방송의 일방 인 채 편성 변경행 가 직 으

로 보 형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 것도 아니고, 원가변동에 비추어 그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은 더더욱 아니어서 공정 가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1

호나 제2호를 용할 여지는  없었다는 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선택을 강

제하거나 소비자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는 간 으로 가격인상효과를 야기

하는 행  한 제1호와 같은 맥락에서 착취남용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충분하며, 

이 에서 소비자이익 해라는 요건 자체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측하기 곤란

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소결

지 까지 공정 가 제5호 후단을 용한 를 살펴보면, 수범자의 측가능성

을 크게 해할 만큼 소비자이익의 개념을 무한히 넓게 해석하거나 여타의 남용

행 에 포섭되기 어려운 모든 행 에 일반조항식으로 용할 우려는 없어 보인

다. 지 까지 동호가 용된 사례  한국 력공사의 기공 규정은 거래조건이

나 거래내용이 히 불공정하게 정해지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이익이 직 으

로 침해된 이고, 가격인상과 련된 기아자동차(주) 사건은 제반 상황으로 인

하여 제1호의 가격남용으로 포섭할 수 없는 특성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태권도

회 사건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가하는 방식으로 직 인 불이익을 야기하

던 것이라는 에서 제1호, 제2호와 구별되는 제5호 후단의 독자 인 구성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 트 사건은 종래 불공정거래행 로 규제되던 시장지

배  사업자의 거래강제, 특히 끼워팔기에 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라는 구체

인 이익침해를 이유로 제5호 후단의 남용을 인정하 다는 에서 동호의 성격과 

기 을 명확히 한 심결이라고 볼 수 있다. 

97) 서울고법 2008. 8. 20. 선고 2007누23547 판결. 서울고법은 CJ의 채널변경행위로 인하
여 보급형 상품의 시청점유율이 다소 감소된 것만으로는 동 상품의 시청자들의 이익
을 ‘상당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까지
는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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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제1호에 의한 가격남용규제가 시행령상 매우 엄격한 원가기 으로 인

해 제한 으로 용될 수밖에 없고, 제2호의 출고량조 은 지극히 외 인 경우

에만 간 으로 남용이 가능하다는 을 고려할 때, 착취남용을 규제하는 입법

으로는 일반조항을 두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규제상의 공백이 클 수밖

에 없고, 실무상 제5호 후단을 이러한 규제공백을 메우는 지요건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포괄적 입법 관련 외국의 입법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다양한 경제 실을 규율하는 경제법, 그 에서도 독

규제법은 지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포 성과 불특정성을 피할 

수 없다. 시장지배  지 남용의 지인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동법에

서 가능한 남용행 의 모든 유형을 완벽하게 망라하는 것은 입법기술 으로 불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오히려 어느 정도 장래를 향해 해석의 여

지를 열어 둠으로써 법을 해석․ 용하는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사안에 맞게 탄

력 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 보다 더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쟁법의 

역사나 집행에 있어서 보다 선진 이고 합리 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과 유럽

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용이나 독 화 등에 하여 포 인 일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오랫동안 사례를 축 해가면서 귀납 인 방식으로 행 유형

의 세분화와 행 유형별 지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먼 , 여러 입법례 에서도 가장 포 인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

우 셔먼법(Sherman Act) 제2조는 ‘주간 는 외국과의 거래 는 통상의 여하한 

부분이라도 독 화하거나, 독 화를 기도하거나 혹은 독 화하기 해 타인과 결

합하거나 공모를 하는 자는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며’라고 규정하여, 독 화

(monopolization), 독 화 기도(attempt to monopolize), 그리고 독 화 공모

(conspiracy to monopolize)의 세 가지를 지하고 있다. 동조의 지극히 범 한 

용범 와 규제 상 행 유형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는 1890년 미국에서 셔먼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이미 견되었던 것이었다. 당시 미국 의회는 셔먼법을 통

과시키면서, 동법이 거래를 제한하거나 독 화(기도)에 해당될 수 있는 모든 유

형의 행 를 미리 인식 는 견하기란 불가능하고, 따라서 셔먼법 제2조의 해

석․ 용에 종래의 보통법을 원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 던 것이다.98) 그

리고 미국 연방법원은 동 조항을 근거로 방 한 례의 축 을 통해 지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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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하 다.

독 규제법 제3조의2와 규범체계가 매우 유사한 유럽의 경우 EC조약 제82조

가 시장지배  지 남용행 를 규제하고 있는 바, ‘공동시장 는 공동시장의 상

당부분에서 하나 는 하나 이상의 사업자에 의한 지배  지 의 남용은 그것이 

회원국간의 거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공동시장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서 

지된다’라고 규정하여, 남용 지에 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는 에서 차이

가 있다. 동 조항은 이어서 ‘이러한 남용은 특히 다음의 행 에 존재할 수 있다’

고 하여 구체 으로 남용행 가 될 수 있는 행 유형을 시하고 있는데,99) (a) 

직  는 간 으로 불공정한 구매⋅ 매가격 는 기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행 , (b) 생산, 시장 로 는 기술개발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 , (c) 다른 거래상 방과의 동종 거래에 상이한 조건을 용함으로

써 거래상 방에게 경쟁상의 불이익을 입히는 행 , (d) 계약의 성질 는 상

습에 비추어 당해 계약과 무 한 추가  부를 거래상 방이 구매하는 조건으

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  등 네 가지이다.

이  (a)와 (b)의 유형이 주로 착취남용에 용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자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이나 불공정한 거래조건과 같은 형 인 착취남용을 

지하는 한편, 후자는 신이나 효율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의 로 1997년과 1998년 유

럽집행 원회가 각각 유선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화요 을 조사한 

것100)과 랑스 밖의 소비자에게 차별 으로 불리하게 티켓을 매한 행 에 

하여 시정조치를 내린 것101) 등을 들 수 있고, 후자의 로는 BT가 새로운 기술

의 사용을 억제한 행 에 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102)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유럽집행 원회와 유럽법원(ECJ)은 이른바 ‘목 론  해석’(teleological 

98) A. DiResta, “Monopoly Leveraging: A New Section 2 Challenge for Integrated Firms”, 
C847 A.L.I-A.B.A. 393, 1993, 397면.

99) Richard Whish, Competition Law, Fifth Edition, 2003, 194면. 
100) 통신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하거나 국내 경쟁당국 또는 전문규제기관이 조사를 개시함

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는 조약 제82조 위반절차를 종료하였다.
101) Comm., OJ [1998] L 252/47 “AAMS”. “Article 82 can properly be applied, where 

appropriate, to situations in which a dominant undertaking’s behaviour directly pre-
judices the interests of consumers,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ny effect on the 
structure of competition”, OJ [2000] L 5/55 “1998 France World Cup”, para.100.

102) Comm., [1982] L 360/36 “British Tele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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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을 통해서 제82조에 시되지 아니한 행 유형에 해서도 폭넓은 

남용규제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남용행 의 세부유형과 기 이 발 되어 왔으

며, 달리 일반조항의 불명확성 그 자체가 문제된 바 없다. 특히 유럽법원은 남용

지가 단지 소비자에게 직  손해를 야기하는 행 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실 인 경쟁구조를 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 와도 

련되는 것이라는 비교  폭넓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103)

IV. 결론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공정 의 행정제재 외에 형벌부과규

정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용을 받으므로 표 의 자유 다음으로 엄격한 명확성

의 요구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많은 거래형태와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용 상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동하는 성질을 갖는다는 에서 구체

이고 세 한 입법형식에 의해서는 독 규제법의 목 을 달성하기 어렵다. 한 

수범자 역시 일반국민이 아닌 시장지배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이들은 일반

인에 비하여 상 으로 남용행 에 하여 사 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에서 명확성의 기 이 완화될 여지도 있다. 

독 규제법은 시장지배  지 남용을 규제하고 있는 바, 남용행 는 크게 착취

남용과 방해⋅배제남용으로 별된다. 그  착취남용은 시장지배  사업자가 자

신의 지배  지 를 이용하여, 즉 시장에서 유효경쟁의 압력을 충분히 받지 않는 

결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부과하는 행 를 말한

다. 그런데 독 규제법은 제3조의2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매우 제한 인 범

에서 가격과 직⋅간 으로 련된 착취남용을 규제하고 있을 뿐이고, 그밖에 

차별 인 가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신의 감소, 소비자선

택권의 침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착취남용은 동 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

이익 해행 ’라는 지요건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다.

이때 독 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소비자이익’이란 소

비자의 경제 , 비경제  이익을 포 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고, 제1조

103) Daniel Zimmer, Der rechtliche Rahmen für die Implementierung moderner ökonomischer 
Ansätze, WuW 2007, 1198, 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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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보호’라는 궁극  목 과 달리 제1호  제2호를 보

완하여 착취남용을 지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소비자이익 해행 의 요건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련

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입법례 역시 우리나라 독 규제법 보다 훨씬 범 한 

일반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규제법상 행 요건에 포함된 불특정개념

은 동법이 규제하는 시장행 의 역동성 내지 가변성에 비추어 불가피하고, 동시

에 복잡다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행 를 효과 으로 규제하기 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 그리고 제1호  제2호의 착취남용과의 계  제23

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불공정거래행   소비자이익을 직  침해하는 행 를 

통해서 그 유형  지요건이 충분히 구체화될 수 있다는 에서 나름의 명확

성과 측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 의 실무 한 제5호 후

단을 착취남용의 보완  구성요건으로서 한정 으로 용하고 있다는 도 이러

한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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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act that may 
considerabl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 3-2 I (v)

104)Bong-Eui Lee*⋅Jong-Ik Chon**

When a market-dominant undertaking violates the prohibition of “act that may 
considerabl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Art. 3-2 I (v)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after “MRFTA”), he will be not only slapped 
with surcharges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but also punished criminally. As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applied in that case, the requirement of clarity 
is stronger than o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except one that would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as the subject matter of that clause is of 
various kinds and is likely to change a lot by market situations, more concrete 
norms cannot achieve the legislative goal of the MRFTA. Adding that, the clause is 
applied to only market-dominant undertakings, who are deemed to have more 
knowledge of abusive acts in advance than general people. So, the standard of 
ambiguity should or need not be so strict.

The abusive acts in the MRFTA are divided in two kinds. One is exploitative 
abuse and the other is exclusionary abuse. The former is market-dominant 
undertaking’s act imposing the price or other trade condition which may harm the 
interest of consumers or trade counterparts. But the Article 3-2 I (i), (ii) of MRFTA 
regulates only exploitive abuse related with the price. A lot of other kind of 
exploitive acts, for example imposition of harming trade condition, violation of right 
of consumer’s choice etc, could be challenged under Art. 3-2 I (v). For that reason, 
“the interest of consumers” in that clause must be understood in wide range of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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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that includes all kinds of economic or noneconomic interests. As it is 
separate requirement for the abusive act and would play a role of complementing the 
Art. 3-2 I (i), (ii), it has a different meaning from “protecting the consumer”, one of 
the ultimate purposes of the MRFTA.

U.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more ambiguous clauses than ours in 
competition law field. Considering ever changing character of the subject matter, 
ambiguity to some degree cannot be avoided to effectively prohibit very different 
kinds of abusive acts. Moreover, we can infer the concrete meaning of the Art. 3-2 
I (v) of the MRFTA by comparing to the exploitive abuse in Art. 3-2 I (i), (ii)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which also harm directly consumer’s interests provided in 
Article 23 I. So, the clause is not so vague for void. It is supported by many 
decision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applied consistently that clause as 
complementing requirement for exploitive abuse.

Key words: interest of consumers,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void-for- 
vagueness doctrine, exploitative abuse, exclusionary abus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